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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3 ZrSi2 O9 :Eu3+ (CZS:Eu3+ ) phosphors were synthesized by using a microwave irradiation
method. The crystal structure, surface morphology and luminescence properties of the phosphors
were analyzed for different Eu3+ concentrations. The CZS:Eu3+ phosphor exhibited their strongest
emission at 610 nm under 392-nm excitation. Because the CZS:Eu3+ phosphor contains 7 mol% of
Eu3+ , the luminescent intensity at the dominant emission wavelength was maximized. Considering
these analysis we applied, the CZS:Eu3+ phosphors to detect latent fingerprints on various
substrate materials. Under UV excitation, the detected fingerprints showed a red emission with
high resolution.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ZS:Eu3+ phosphor can be used as
luminescent sensor to detect latent fingerprint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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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3 ZrSi2 O9 :Eu3+ 형광체를 마이크로파 조사를 이용하여 합성하였으며, Eu3+ 의 농도에 따른 형광체의
결정구조, 표면형상, 형광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. X-선 회절패턴을 측정하여 Eu3+ 의 농도에 따른
결정구조와 상 변화를 분석하였다. Ca3 ZrSi2 O9 :Eu3+ 형광체의 형광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, 392 nm
의 광을 조사하였을 때 610 nm에서 가장 강한 발광세기를 보였다. 또한 392 nm의 여기광에 대하여
발광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, Eu3+ 의 농도가 7 mol%일 때 가장 강한 발광 세기를 일어남을 확인하였다.
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a3 ZrSi2 O9 :Eu3+ 형광체를 지문 현출용 형광시료로 응용하여, 다양한 재질에
존재하는 지문이 자외선 여기 하에 고해상도로 현출됨을 확인하였다. 이를 통해 Ca3 ZrSi2 O9 :Eu3+
형광체가 지문 현출용 형광시료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.
Keywords: Ca3 ZrSi2 O9 :Eu3+ , 마이크로파 조사, 형광체

I. 서 론
형광체는 광 에너지에 의해 여기된 뒤, 여기광의 파장과
다른 파장의 빛을 발광하는 파장변환소재이다. 형광체는
물질의 조성과 구조적 특성에 따라 무기 형광체, 유기 형
광분자, 양자점 등으로 분류된다. 이 중, 무기형광체는 형
광효율이 높으며, 물리 및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장점을
가지고 있기 때문에 LED, 바이오이미징, 지문 현출, 위 ·
변조 방지 등의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[1–7]. 특히 무기
형광체를 사용한 지문 현출은 범죄수사, 신원확인 등에 이
용될 수 있으나, 그에 따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.
지문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물리
적 증거로서, 개인에 따라 다르며,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
있다 [8–10]. 단단한 표면 위에 존재하는 지문을 현출할
때, 일반적으로 분말법을 이용하고 있으며, 접착성 폴리머,
염료, 금속성 분말 등이 사용되고 있다 [11]. 이러한 분말들
을 사용할 경우, contrast와 감도가 낮고, 지문에 존재하는
유기물질에 의한 background interface로 인하여 분석에
힘들고, 인체에 유독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[12].
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며, 형광체를 지문 현출에
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. 적색발광을 하는
무기 형광체는 적색영역에서 발광파장을 가지고 높은 시
인성을 가지며, contrast가 높고, 입자크기를 조절할 수 있
으며, 높은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백색
LED의 연색성개선, 위 · 변조 방지 등의 분야에 응용이 되
고 있다. 현재 지문 현출 응용에 대해 연구된 무기 형광체는
SrAl2 O4 :Eu2+ ,Dy3+ , YAlO3 :Sm3+ , NaYF4 :Yb3+ ,Er3+ ,
La2 O3 : Yb3+ ,Er3+ , Al2 O3 :Eu3+ , CaMoO4 :Eu3+ 형광
체 등이 있다 [13–18]. 이러한 형광체는 발광효율이 높지만,
화학적 안정성이 낮고, 합성온도가 높고, 합성과정이 복잡
하며, 수율이 낮아서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. 또
한, 발광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지문에 존재하는 유기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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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한 발광스펙트럼과 겹쳐 분석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
있다.
Ca3 ZrSi2 O9 :Eu3+ 형 광 체 (CZS:Eu3+ ) 는 단 사 정 계
(Monoclinic)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적색 형광체로서 결정
구조가 Ca-O 다면체와 Zr-O 다면체가 SiO4 사면체를 기점
으로 분리되어 층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[19]. 이러한
구조로 인하여 여기 시 activator와 다른 anion 간의 에너지
천이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activator의 농도
과잉에 따른 concentration quenching effect가 감소할 수
있다 [20]. 또한 alkaline earth zirconium silicate 형광체는
형광에 대한 열적 안정성과 열전도도가 낮은 장점을 가지고
있기 때문에 우수한 형광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
되었다.
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CZS:Eu3+ 형광체는 1400
◦
C에서 합성된다 [21]. 이러한 방법으로 합성한 경우, 합성
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합성에너지와 긴 합성시간이 필요
하다.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파
조사를 이용한 합성방법을 사용하여 CZS:Eu3+ 형광체를
합성하였다. 마이크로파 조사법을 형광체에 사용한 경우
마이크로파 에너지가 형광체 분말에 직접적으로 조사되기
때문에, 고상반응법에 비해 요구되는 합성에너지와 시간이
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. CZS:Eu3+ 형광체의
Eu3+ 농도에 형광체 분말의 결정구조와 입자의 결정성, 상
변화 그리고 형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말의 결정구조
분석, 표면형상,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.

II. 실 험
CZS:Eu3+ 형광체는 마이크로파 조사법으로 합성하였으
며, 원료물질인 CaCO3 (Aldrich, 99.95%), ZrO2 (Aldrich,
99.99%), SiO2 (Aldrich, 98%), Eu2 O3 (Aldrich, 98%),
Li2 O (Aldrich, 98%)는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.
활성제인 Eu3+ 이온의 농도에 따른 CZS:Eu3+ 형광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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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세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Eu3+ 이온의 농도를 1,
3, 5, 7, 10, 13 mol%로 변화시켰으며, Li2 O의 함량을 전
구체 시료의 무게 대비 2.0 wt.%를 첨가하여 flux로 사용
하였다. 정량한 시료들을 alumina mortar에서 30분 동안
분쇄 및 혼합을 진행하였다. 혼합된 전구체 시료 1 g을 넣
은 alumina 도가니를 microwave kiln 안에 넣고 microwave
oven(동부대우전자, KR-L201BWB)을 사용하여 700 W의
마이크로 파를 1시간 조사하여 형광체를 합성하였다.
CZS:Eu3+ 형광체의 결정구조와 상변화를 조사하기 위
해 X-선 회절기 (Philips, X’pert) 로 X-선 회절 (XRD, XRay Diffraction)을 분석하였으며, 이 때 X-선의 산란각(2θ)
은 10◦ – 70◦ 영역에서 분당 0.02◦ 의 스캔속도로 측정하였
다.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(FE-SEM, JSM-6700F,
JEOL) 을 이용하여 형광체 입자의 표면 형상을 촬영하였
고, 60 W의 Xe-arc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형광 광도계
(PTI, 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) 를 이용하여 형
광체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을 상온에서 측정하였다.
CZS:Eu3+ 형광체의 지문 현출 응용에 대하여 연구하기
위해, 지문을 Stainless steel 재질의 과도, petridish, slide
glass에 지문을 남긴 후, CZS:Eu3+ 형광체를 도포한 뒤
hand blower를 사용하여 지문에 점착되지 않은 형광체를
제거하였다. 이 후, 백색광과 365 nm 광 여기 하에 와 50
mm 구경의 (SIGMA MACRO, 50 mm, F2.8, EXDG) 렌
즈가 적용된 DSLR 카메라 (Canon EOS 100D) 를 사용하
여 현출된 지문의 사진을 촬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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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(Color online) XRD patterns of CZS:Eu3+ phosphors for various Eu3+ concentration.
Figure 2는 Eu3+ 의 농도에 따른 CZS:Eu3+ 형광체의 표
면 형상 변화와 입자의 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Eu3+ 농도
를 (a) 1 mol%, (b) 3 mol%, (c) 5 mol%, (d) 7 mol%, (e)
10 mol% 그리고 (f) 13 mol%로 각각 도핑한 CZS:Eu3+
형광체의 FE-SEM 사진이다. 입자의 크기는 Eu3+ 도핑
농도와 관계없이 2 – 15 µm 크기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.
Eu3+ 의 농도에 따른 CZS:Eu3+ 형광체의 여기 스펙트럼
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. 여기 스펙트럼은 Ca3 ZrSi2 O9

III. 실험결과 및 고찰

모체에 치환된 Eu3+ 의 f-f transition 과 모체의 O2− 와
Eu3+ 이온 간의 charge transfer transition으로 설명할 수

Figure 1은 Eu3+ 의 농도에 따른 CZS:Eu3+ 형광체의
X-선 회절패턴이다. CZS:Eu3+ 형광체 분말의 X-선 회
절패턴은 Ca3 ZrSi2 O9 결정상 (JCPDS 카드번호 47-1854)
과 CaZrO3 결정상(JCPDS 카드번호 35-0790)과 Ca2SiO4
결정상 (JCPDS 카드번호 03-0753)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
다. X-선 회절패턴을 분석한 결과 CZS:Eu3+ 형광체는
Ca3 ZrSi2 O9 결정상과 CaZrO3 결정상, Ca0.15 Zr0.85 O1.85
결정상과 Ca2SiO4 결정상이 혼합된 상으로 형성됨을 확인
하였다. Eu3+ 의 농도가 증가에 따라 Ca0.15 Zr0.85 O1.85 결
정상의 결정성이 증가하고 Ca3 ZrSi2 O9 결정상의 결정성이
감소함을 확인하였다. Eu3+ 의 농도가 높은 경우, Ca2+ 가
Eu3+ 로 치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전하불균형이 증가하고,
이에 따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Ca2+ 의 수가 증가하게 된
다. 이렇게 반응에 참가하지 못한 Ca2+ 가 마이크로파 에너
지를 받아 Zr4+ 이온에 치환됨에 따라서 Ca0.15 Zr0.85 O1.85
결정상을 형성하게 된다 [22].

있다 [23]. Eu3+ 가 모체에 도핑되면서 ground state (7 F0 )
에서 5 D4 , 5 L7 , 5 L5 , 5 D3 그리고 5 D2 준위로 여기됨에 따
라서 반치폭이 작은 여기 피크가 형성된다. 또한 모체에
존재하는 O2− 의 2p 준위 (ground state) 에서 Eu3+ 의 4f
준위로의 charge transfer transition으로 인하여 반치폭이
넓은 여기 밴드가 형성된다.
Figure 4는 Eu3+ 의 농도에 따른 CZS:Eu3+ 형광체의
392 nm 여기광에 대한 발광스펙트럼이다. CZS:Eu3+ 형
광체는 392 nm 광으로 여기 시 마이크로파 조사 에너지와
무관하게 577, 591, 610, 651, 702 nm에서 발광 피크가 나
타나며, 이러한 발광피크는 CZS:Eu3+ 형광체 내에 치환된
Eu3+ 가 5 D0 준위에서 7 F0 , 7 F1 , 7 F2 , 7 F3 , 7 F4 준위로 천
이함에 따라 발광하는 f-f transition에 의한 스펙트럼이다
[22]. Eu3+ 농도가 1 mol%에서 7 mol%까지 증가한 경
우 형광세기가 증가하였고, 10 mol% 이상의 농도에서는
형광세기가 감소하였다. 이러한 이유를 CZS:Eu3+ 형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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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4. (Color online) spectra of CZS:Eu3+ phosphors
for different Eu3+ concentration.

Fig. 2. (Color online) FE-SEM images of CZS:Eu3+
phosphors for Eu3+ concentration at (a) 1 mol%, (b)
3 mol%, (c) 5 mol%, (d) 7 mol%, (e) 10 mol% and (f) 13
mol%.

Fig. 5. (Color online) CIE 1931 coordinates of PL spectra
for 7 mol% Eu3+ doped CZS:Eu3+ phosphors.
Fig. 3. (Color online) PL excitation spectra of CZS:Eu3+
phosphors for various Eu3+ concentration.
체 모체 (Ca3 ZrSi2 O9 ) 의 결정성이 Eu3+ 농도가 10 mol%
이상일 때 CZS:Eu3+ 형광체 모체의 결정성은 낮아지고
Ca0.15 Zr0.85 O1.85 의 결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광세기
가 감소하였다. CZS:Eu3+ 형광체내의 Ca2+ 이온과 Eu3+
이온의 전하 불균형에 의하여 모체가 형성되지 않고 불순
물인 Ca0.15 Zr0.85 O1.85 상이 형성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
Figure 5는 Eu3+ 의 농도가 7 mol%인 CZS:Eu3+ 형광체의
형광스펙트럼을 CIE 등색함수 (colour matching function)
로 해석하여 CIE 색도도 (Commission Internationale De

I’eclairage chromaticity diagram) 상의 색의 좌표를 계산
하여 나타낸 그림이다. 색좌표를 계산한 결과 색좌표가
주황색 영역 (0.631, 0.368)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Y2O2S:Eu3+ 형광체의 색좌표 (0.637, 0.327) 와 비교했을
때 더 높은 시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
Figure 6은 slide glass, polypropylene 재질의 petridish
그리고 stainless steel 재질의 과도에 있는 잠재지문을
CZS:Eu3+ 형광체를 이용하여 현출한 사진이다. CZS:Eu3+
형광체는 잠재 지문에서 높은 현출성능을 가지고, 잠재지
문이 없는 표면에서는 낮은 현출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395
nm 광에 여기 하에서 적색 발광을 하고 높은 해상도를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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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7. (Color online) Various ridge characteristics of latent fingerprints detected by powdering CZS:Eu3+ phosphors on glass surface under 395 nm excitation.

Fig. 6. (Color online) Detection of latent fingerprint
on petridish, slide glass, stainless steel knife by using
a CZS:Eu3+ phosphor.
지는 잠재지문이 현출됨을 확인하였다. [24]
지문을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 내에
존재하는 균열, 땀샘, 지문패턴 등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
여 분석이 된다 [25]. 이 과정에서 현출된 잠재지문이 높은
해상도와 발광세기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. Figure 7
은 CZS:Eu3+ 형광체를 이용하여 slide glass에서 현출된
잠재지문의 특성을 분석한 사진이다. CZS:Eu3+ 형광체
를 이용하여 지문의 중심점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level 1
인 와상문 (Whorl pattern) 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,

Fig. 8. (Color online) Fluctuations in red value and the
difference between ridge and furrow over a few papillary
ridges, which are indicated by the solid white line in red
box.

level 2인 균열 (crease), 융선의 끝점 (Ridge ending), 분기
점 (bifurcation) 그리고 고립점 (island) 이 있는 것을 확인

IV. 결 론

하였다. 또한 지문 현출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level 3의
땀샘 (sweat pore) 이 검출되었다. 이를 통해 CZS:Eu3+ 형

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 조사법을 이용하여 CZS:Eu3+

광체를 이용하여 지문을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분석할 수

형광체를 합성하였으며, Eu3+ 농도에 따른 형광체 분말의

있음을 확인하였다.

표면구조와 결정성 그리고 형광특성을 조사하였다. X-선 회

지문을 현출하여 신원과 대조할 때, 융선과 골의 해상도에

절패턴을 통해, CZS:Eu3+ 형광체는 Ca3 ZrSi2 O9 결정상과

따라서 지문 인식 및 분석에 큰 영향을 끼친다. Figure 8은

CaZrO3 결정상, Ca2 SiO4 결정상 그리고 Ca0.15 Zr0.85 O1.85

3+

CZS:Eu

형광체를 이용하여 현출한 잠재지문의 융선과

결정상으로 이루어진 혼합된 상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.

골의 이미지 pixel 값을 분석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. 붉은

CZS:Eu3+ 형광체 분말의 표면형상을 확인한 결과, 입자의

색 부분에 대한 pixel 값을 분석한 결과 융선과 골의 이미지

크기가 Eu3+ 의 농도와 관계없이 2 – 15 µm 크기의 입자가

pixel 값 차이가 확연히 나며, 융선과 골 사이에 존재하는

형성됨을 확인하였다. CZS:Eu3+ 형광체의 형광 스펙트럼

고립점에 대해서도 pixel 값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.

을 조사한 결과, 392 nm의 여기광을 조사하여 610 nm의 적
색 발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CZS:Eu3+ 형광체의
Eu3+ 의 농도가 7 mol%일 때 발광세기가 최대가 되었다.
이는 CZS:Eu3+ 형광체 내의 Ca2+ 와 Eu3+ 이온간의 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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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균형으로 인하여 Ca3 ZrSi2 O9 모체의 결정성이 감소됨

[11] L. K. Seahet al., Forensic Sci. Int. 152, 249 (2005).

에 따른 것이다. 이렇게 합성된 형광체를 잠재지문 현출용

[12] M. Wang, RSC Adv. 6, 36264 (2016).

형광분말로 응용한 결과, 다양한 표본에 존재하는 잠재지

[13] V. Sharma, A. Das and V. Kumar, RSC Adv. 3,

문을 높은 해상도로 현출하였다.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
CZS:Eu3+ 형광체는 범죄수사 시 지문현출용 형광분말로
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.

015004 (2016).
[14] G. P. Darshan et al., J. Colloid Interface Sci. 464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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